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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Route Inference and Learning for Smartphone 

Users using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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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은 치, 가속도, 소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늘 휴

하려는 기기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센서 정보들을 기록하여 만든 데이터 집합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일상 인 행동패턴을 포함하게 되며, 개인화된 모델링에 용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동  베이지안

망(dynamic Bayesian network)과 Rao-Blackwellized particle filtering(RBPF)를 이용하여 측된 센서

값을 기 으로 재 사용자가 방문하려는 장소  이용할 경로를 실시간으로 측하는 방법과 모델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64일 동안 GPS, 가속도 센서, 행동 인지기 데이터를 1  간격으로 

수집하여, 주요 방문장소  경로를 추출하고, 측을 시도하 다. 이로부터, 제시한 모델이 사용자의 의도

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 다.

키워드 :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 행동 인식, 이동경로 측 문제, 동  베이지안망, 라오블랙웰 티클 필터

Abstract Smartphones are equipped with a rich set of embedded sensors such as accelerometer, 

GPS, digital compass, microphone and camera. And most smartphone users are carrying them outdoor 

at all times. Sensor-logged datasets contain user-specific activity patterns, which enable modeling 

personalized usual lives. Here, we propose a real-time route inference and learning method using 

dynamic Bayesian networks (DBNs) and Rao-Blackwellized particle filtering (RBPF) given sequential 

observed values. For experimental verification, we gathered personal sensor data of GPS, accelero-

meter and action recognizer for 64 days and extracted significant places and routes from them. And 

we predicted traveling destinations and routes probabilistically.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odel represents the intention of our subject properly.

Key words : smartphone sensor data, activity recognition, route prediction problem, dynamic 

Bayesian network, Rao-Blackwellized particl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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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의 보 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개인화 서비스  그룹을 한 

소셜 서비스 응용들이 소개되고 있다[1]. 휴 기기 상에 

풍부한 센서가 탑재되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

거에는 다루기 어려웠던 문제 던 사용자의 행동  의

도 측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그것이다.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의도를 악할 수 있게 

되면, 그 정보에 기반한 개인화 응용  서비스들을 개

발할 수 있다[2]. 를 들면, 사용자가 곧 방문할 지역을 

고려한 정보 검색, 사용자의 방문목 과 련된 정보 추

천 서비스가 가능하다[3]. 한, 사용자의 망각에 한 

부담을 여주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센서 정보를 통해 사용

자의 방문지  이동경로를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측

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한 모델로서, 확률 

그래  모델의 하나인 동  베이지안망(Dynamic Bay-

esian Network, DBN)을 이용하여 치, 경로, 방문지 

간의 연 정보 모델링을 수행하 다. DBN은 시계열 데

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확장한 베이지안망으로, Hidden 

Markov Model은 가장 단순한 DBN의 하나이다[4].

스마트폰 상에서 사용자의 방문지  이동경로에 

한 측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실시간 추론이 필수

이다. 일반 인 exact inference 방법은 개 추론과

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해서 

Rao-Blackwellized Particle Filtering(RBPF)를 이용하

다. RBPF는 샘 링 방법에 기반한 근사 인 추론방

법으로 Particle Filtering(PF) 방법의 변형이다[5]. RBPF

는 각 particle 내에서 일부 변수를 분포로 표 하여, 

PF에 비해 비교  은 수의 particle 만으로도 유사한 

분포 추정력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다.

DBN 모델의 학습방법은 일반 인 베이지안망 학습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은닉변수를 갖는 베이지안망을 

학습하는 표 인 방법은 EM(Expectation-Maximiza-

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시한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는 EM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기반한 라미터 학습도 함께 

이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 다.

이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사

용자의 다음 방문지  이동경로를 측하는 문제를 소

개하고 그 특성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시한 문제에 

해 모델  학습 방법, 실시간 측 기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한 측 결과를 보인다. 끝으로 5장

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2.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도구

2.1 사용자의 다음 방문지  이동경로 측 문제 

부분의 사람들은 주기 으로 반복되는 생활, 즉, ‘일

상’을 살아간다. 일상은 반복 이므로 패턴화 되며, 일상

의 패턴화된 부분은 모델링이 가능하다[6]. 하루의 부

분을 소수의 주요 장소들과 그 장소들 사이를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보낸다고 가정하자. 한, 소수의 제한된 

장소들 사이를 이동하는 이동경로의 수는 크지 않다고 

가정한다.1)

상기 가정 하에서, 문제를 정의하기 해 먼  주요 

장소, 주요 경로, 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사용자의 치:  사용자가 존재하고 있는 곳을 ( 도, 

경도) 형태인 양의 실수 으로 나타내며, 고도는 고려하

지 않는다.

주요 장소 g: 사용자가 일상 에 주로 시간을 보내

는 장소를 의미하며 각 주요 장소는 치와 마찬가지로 

( 도, 경도) 형태인 양의 실수 으로 표 되며, 주요 장

소들의 집합을 G라고 정의한다.

주요 경로 t: 주요 장소 사이 는 주요 장소와 다른 

이동 경로 사이를 연결하는 궤 이며, ( 도, 경도) 들

의 순서집합(ordered set)이다. 주요 경로들의 집합을 T

로 정의한다.

여기서, 주요 장소  하나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재

까지의 시계열 형태의 측값들이 주어질 경우, 향후 이

용할 경로  다음 방문지를 확률 으로 측하고자 한

다(그림 1). 이는 filtering 문제 - 과거부터 재까지의 

노이즈가 포함된 시계열 측값이 있을 때, 측불가능

한 실제 재 상태값에 한 추정을 다루는 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max
1: 1: 1: 1:argmax ( | , , , )X M D B

k k k k k k
g

g P G Z Z Z Z
∈

=
G

max
1: 1: 1: 1:argmax ( | , , , )X M D B

k k k k k k
t

t P T Z Z Z Z
∈

=
T

여기서  
 ,  

 ,  
 ,  

 는 각각 첫 시 부터 k 

시 까지의 GPS 측정값, 행동인식기의 측정값, 요일  

시간 에 한 측값을 의미하며, Gk 와 Tk 는 각각 k 

시 에서의 주요 장소와 주요 경로를 나타내는 이산 확

률변수이다. 의 식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주요장

소 gk
max 와 이동경로 tk

max가 찾고자 하는 결과가 된다.

2.2 데이터 수집 도구

상기 제시한 문제는 시계열 형태의 데이터를 지속

으로 수집할 수 있는 도구가 필수 이다. 이에, MDS사

에서 개발된 앱인 ‘Action Logger’를 이용하여 데이터

1) 이 두 가지의 가정은 매우 강한 가정이다. 직업에 따른 편차가 크므로, 

모든 사람에게 합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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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동경로  다음 방문지 측 문제. 주요 장소 

 하나에서 출발하여 재까지의 시계열 형태

의 측값들이 주어질 경우, 향후 이용할 경로 

 다음 방문지를 측한다.

그림 2 (a) MDS 사에서 개발한 Action Logger 화면, (b) 

Action Logger로 수집된 데이터의 . 장하도록 

선택된 센서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장한다.

그림 3 Action Logger에 장착된 행동 인식기 시스템 구

조도. 가속도, GPS, 음성정보, WiFi 패턴을 이용

하여 ‘걷기’, ‘뛰기’, ‘버스 탑승 ’, ‘지하철 탑승 

’, ‘정지’의 5가지 행동으로 구분한다.

를 수집하 다(그림 2). 이 도구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모든 센서  기타 정보를 주기 으로 로깅할 수 있으

며, 행동인식기[7]를 장착하고 있다.

이 가속도 센서와 음향정보, WiFi 패턴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태를 ‘걷기’, ‘뛰기’, ‘버스 탑승 ’, ‘지하철 

탑승 ’, ‘정지’의 5 가지 행동으로 구분한다. 간략한 작

동개요가 그림 3에 소개되어 있다.

3. 제안 방법

제시된 문제를 다루기 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한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치, 주요 경로, 주요 장소 

사이의 연 정보를 표 하고자 한다.

2장에서 정의한 내용을 고려할 때, 주요 장소는 개 

주요 경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치하며, 각 주요 경로는 

주요 장소 사이를 연결한다. 사용자의 치가 사 에 추

출한 주요 경로 상에 존재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치로

부터 주요 경로를 추론하고, 주요 경로로부터 다음 방문

할 주요 장소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사용자의 

치, 주요 경로, 주요 장소 사이에 계층  계를 구성

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의 치가 GPS 오차로 인해 

주요 경로 상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림 4와 같이 이

를 가장 가까운 주요 경로로 사 시킴으로써 잡음을 

여 보정할 수 있다.2)

그림 4 사용자의 재 치와 주요경로, 주요 장소간의 

계를 보이는 시. GPS 측값은 흔히 잡음

으로 인해 경로 가 아닌 부분에 나타나고, 가

장 가까운 주요 경로 상에 사 시켜 보정할 수 

있으며, 어떤 경로 상에 있느냐에 따라 방문할 

주요장소를 확률 으로 측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표  방법은 일상에서 벗어나 평소에 가지 않던 장소를 방문

하려 할 경우, 제 로 된 측 결과를 낼 수 없으며, 이는 본고에서 다

루는 문제의 범 를 벗어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한 실제 인 방

법으로는 측된 치가 지속 으로 어떤 주요 경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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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5 64일간 수집된 GPS 데이터와 추출된 주요 장소, 주요 경로의 . (a) 수집된 GPS 좌표들(50개  1개씩 

표시). (b) (a)에서 네모 부분을 확 한 그림. 실제 경로를 벗어난 좌표가 상당수 존재한다. (c) GPS 데이

터 집합에서 주요 장소를 추출한 결과의 . (d) GPS 데이터 집합에서 주요 경로를 추출한 결과의 

이러한 연 계를 모델로 표 하기 에, 사용자의 

주요 장소 집합 G와 주요 경로 집합 T를 추출하는 방

법을 먼  설명한다.

3.1 주요 장소  주요 경로 추출

GPS 데이터는 잡음이 존재하며 이를 오랜 기간 동안 

수집하게 되면 데이터 양이 상당히 커진다(그림 5(a), 

(b)). Action Logger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GPS 데

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주요 장소와 주요 경로를 추출하

기 해 Vo, et al.[8]의 확장된 연구결과를 이용하 다.

Vo와 Hwang은 [9,10]에 소개된 아이디어를 이용하

여 주요 장소  주요 경로를 추출하는 방법을 만들었

으며, GPS 좌표의 도  머문 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추출되고, 데이터가 됨에 따라 추가 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고안하 다. 

한, 주요 경로를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 앞에서 추출한 주요 장소를 기 과 끝 이 되게 하

도록 GPS 좌표를 시간 순서에 따라 골라내어 궤

(trajectory)들을 추출한다. 추출된 궤 들을 상으로 

계층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을 하여 정 

수 에서 잘라내고, 그 결과물을 주요 경로로 채택한다.

그림 5(c), (d)에 추출된 주요 장소와 주요 경로의 

를 표시하 다.

3.2 동  베이지안망을 이용한 모델링

먼 , GPS 센서의 잡음은 주변 환경의 특성  이동

수단에 따라 잡음의 크기가 달라지므로(그림 6), 확률

으로 표 하는 것이 하다.

앞 에서 설명한 치, 주요 경로, 주요 장소 간의 

연  계와 GPS의 잡음과 련된 확률  특성을 모두 

고려한 모델을 구성하기 해, 동  베이지안망(dynamic 

Bayesian network)을 이용한다[4,11]. 마코  가정(markov 

assumption)을 도입하여 동  베이지안망을 2-TBN 

(2-time-slice Bayesian Network)의 형태로 그림 7과 

같이 구성하 다. Transition 모델은 통상 인 베이지안

망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조건부 확률 분포(condi-

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CPD))들의 곱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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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로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GPS의 잡음차. 실제 이동경로와 GPS 측정값 간의 오차를 구

간에 따라 표시

그림 7 동  베이지안망(Dynamic Bayesian Network)을 

이용한 주요 장소, 경로, 행동인식값, 치, 시간 정

보에 한 2-TBN 모델(어두운 노드: 측 변수, 흰 

노드: 은닉 변수, 네모: 이산 변수, 타원형: 연속 변

수 표시)

1
1

( | ) ( | )
i

N

t t i X
i

P P X Pa−
=

=∏X X

Xt는 t 시 의 모든 확률변수를 나타내며, Xi 는 

2-TBN 내 i  번째의 확률변수,  는 Xi 의 부모 노드

들을 의미한다.

그림 7에서 은닉변수들(흰 노드) gk, tk, mk, vk, xk 는 

각각 k 시 의 주요 장소, 주요 경로, 인식된 행동, 행동

에 따른 보정된 속력, 주요경로에 사 된 치를 나타낸

다. 특히, gk 는 3.1 에서 소개된 방법으로 추출한 주요 

장소 집합 G의 원소  하나를 나타내며, tk 는 주요 경

로 집합 T의 원소  하나를 나타낸다. 한, mk 는 2.2

에서 소개된 5 가지 행동 - 걷기, 뛰기, 버스 탑승 

, 지하철 탑승 , 정지 -  하나를 나타낸다. 다음

은 측변수(어두운 노드)들에 해 설명한다.  
는 k 

시 에 측된 사용자의 치,  
 는 측된 속력값, 

 
는 측된 행동인식기 값이며 mk 와 마찬가지로 2.2

에서 소개된 5 가지 행동  하나를 나타낸다.  
는 

측이 일어난 시 의 요일을 나타낸다.  
는 측이 

일어난 시간 를 표 한 값을 나타내며, 0～6시, 6시～12

시, 12시～18시, 18시～24시의 4구간으로 이산화하 다.

이산 변수의 경우 모두 테이블형 CPD(tabular CPD)

를 가지며, 연속 변수의 경우 모두 조건부 선형 가우시

안 CPD(conditional linear Gaussian CPD)를 가진다.

모델 설계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치, 주요 경로, 주

요 장소 간의 연  계를 모델에 표 하기 하여, gk,

tk, xk,  
를 계층 으로 구성하 다. k-1 시 에서 측

한 방문하고자 하는 주요 장소 gk-1 은 주요 경로 tk-1 과 

연 되어 있으며, tk-1 는 다시 경로 상의 치 xk-1 와 연

되어 있고, xk-1 는 다시   
 와 연 되어 있다. 이 

변수들에 정의된 조건부 확률 분포들을 이용하여 그림 4

에서 보인 치, 주요 경로, 주요 장소 간의 연 성을 

구체화 할 수 있다.

gk-1, tk-1, xk-1 는 다음 time slice의 주요 장소 gk 와 

주요 경로 tk , 경로 상의 치 xk 에 향을 끼친다. 특

히, xk 는 과거 xk-1 에만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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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 속력 vk-1 에도 향을 받는다. 즉, k 시 의 경

로 상의 치 xk 는 k-1 시 의 경로 상의 치 xk-1 로

부터 경로를 따라 속력 vk-1 만큼 이동한 지 이 된다. 

하지만, 속력은 방향성이 표 되지 않는 스칼라 값이므

로 조건부 선형 가우시안 CPD만으로 이러한 dynamics

를 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을 보완하기 해서 

2차원의 치값을 가장 가까운 경로 에 직교하는 

으로 사 시키고, 해당 경로의 출발 으로부터의 거리로 

바꾸어 표 하 다(그림 8). 즉, ( 도, 경도) 형태의 

치를 경로 상에 직교하는 으로 사 시켜 (경로 인덱

스, 경로 출발 으로부터의 거리)로 변환한다. 이 변환과

정을 통해, GPS 잡음의 향을 이고, 이  치와 속

력의 합을 구하는 단순한 연산만으로 다음 치를 나타

냄으로써 복잡한 경로 상의 움직임을 원활히 표 할 수 

있다. 그림 8의 가상의 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채워진 

은 실제 측된 치   
 ,  

 , 사선으로 채워진 

은 측된 치를 가장 가까운 경로에 사 시킨 지 , 

흰 은 모델에서 추론한 치인   , 이 된다. 실제

로 k-1 시 에 측된 치   
 는 (37.4798, 126.9007), 

 
은 (37.4790, 126.9025)라고 할 때, 이 지 들을 9번 

경로 상에 사 시킬 경우, 각각 경로의 출발지 으로부

터 경로를 따라 7008.79m, 7157.00m 떨어진 지 이 된

다. 모델 내에서는 이 값들을 직  이용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모든 측값  이  측값을 고려하여 추론

을 통해 사용하게 되므로, 각각의 추론된 치는 9번 경

로 상에서 출발 으로부터 7007.00m, 7157.00m 떨어진 

치가 된다.

그림 8 도, 경도 형태의 치를 경로 인덱스, 거리 형태로 

좌표 변환한 . ( 도, 경도) 형태의 치를 경로 

상에 직교하는 으로 사 시켜 (경로 인덱스, 경

로 출발 으로부터의 거리)로 변환한다. (채워진 

: 실제 측된 치, 사선으로 채워진 : 사 시

킨 지 , 흰 : 모델에서 추론한 치)

속력 vk 는 인식된 행동값 mk 에 향을 받으며, 동일

한 분포에 따라 속력 vk-1 도 인식된 행동값 mk-1 에 

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행동 인식기가 제공하는 5 가지 

상태 - 걷기, 뛰기, 버스 탑승 , 지하철 탑승 , 정지 -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각각 속력의 범 와 편차가 크

게 달라질 것이므로 이를 반 하여 모델을 구성하 다.

한, 속력 vk 은 한 실제 속력 측값  
에 향

을 끼친다. GPS로 측정된 속력은 GPS 성이 보내는 

의 도 러 편차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비교  정확

한 값을 가지므로, 정속 이동 일 경우 실제 속력과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속력이 변하고 있을 경우 그 

값을 실제 이동거리로 곧장 활용하기에는 여 히 오차

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측 오차가 존재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모델을 구성하 다.

인식된 행동값 mk 의 분포는 어떤 주요 경로를 이용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주요 경로 tk-1 에 향

을 받는다.

주요 장소  주요 경로에 한 이확률은 재 

치가 경로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로와 경로가 만나는 갈림길

이나 주요 장소 근처에서는 다른 경로로 옮겨갈 여지를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경로 상의 특별

한 치 부근에 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스 치를 구성

하 다. txk, qk, 
는 k 시 의 경로와 치에 따라 스

치 역할을 하는 노드들이다. 각 노드들을 설명하자면, 

txk 는 경로 별로 특별한 치 - 경로들이 만나는 교차

로  주요 장소 치를 표시하고, qk 는 재 치 xk

와 txk 차이에 해 확률  문턱치를 부여하는 softmax 

노드이다. qk 값에 따라 이진 확률변수 
가 스 치의 

켜짐 꺼짐을 나타낸다.

3.3 실시간 추론 기법

DBN 모델에서의 일반 인 exact inference 방법은 

개 추론과정에 많은 시간과 메모리가 소모되어 스마

트폰 단말에서 실시간 측이 불가능한데3), 이를 회피

하기 한 연산시간이 짧은 근사 인 추론 방법의 사용

이 불가피하다.

DBN을 한 근사 인 추론의 표 인 방법으로 

variational method인 BK(Boyen-Koller) 알고리즘[12]

이 있다. 이는 belief state를 marginal 분포의 곱 형태

로 근사화시켜 추론하는 방법으로 이산변수만으로 이루

어진 DBN에 하다.  다른 표 인 방법은 Particle 

3) 이 추론과정을 반드시 스마트폰 상에서 수행할 필요는 없다. 네트워크 

속상태가 충분히 빠르고 안정 이어서 1  이내에 추론  송이 가

능할 경우, 별도 서버에서 추론을 수행하고 스마트폰으로 결과를 보내

는 체계도 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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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ing을 통한 추론 기법[13,14]과 그 변종들[13-16]

이다. 이 방법론들은 임의의 분포를 표 할 수 있지만 

필요한 티클의 수가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속도

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Rao-Black-

wellized Particle Filtering(RBPF) 방법[5]을 이용한다.

RBPF도 Particle Filtering(PF) 방법[11,17]의 변형으

로 샘 링 방법에 기반한 근사 인 추론방법이며 filtering 

problem에 용 가능하다. PF와의 차이 을 설명하자

면, 변수들  일부를 particle 내에서 분포로 표 하게 

하여, PF에 비해 비교  은 수의 particle 만으로도 

유사한 분포 추정력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며, 분포로 표

된 변수를 가지므로 측 과정에 exact inference를 

일부 이용한다. k 시 의 m 번째 particle p(k)[m]은 아

래와 같은 표 을 갖는다고 하자.

( ) ( ) ( ) ( ) ( )[ ] ( [ ], [ ], [ ]( ))k k k k k
v dp m x m w m q m X=

이 때, 
는 particle 내에 값의 형태로 표 되는 변수

들이며, 는 particle의 가 치이다. 
는 분포로 표

되는 변수들이며,  
는 

의 결합분포이다. 

기 제시한 모델에서 PF를 용했을 경우 가장 많은 

particle을 필요로 하는 변수들은 연속 변수인 vk, xk 인

데, 이들을 
로 취할 경우,  

는 vk, xk 의 

mean과 variance로 나타낼 수 있다.

실제 추론을 수행하기 해서는 RBPF를 매 단  시

간마다 수행한다. 첫 단계로는 이  time step에서 사용

되었던 particle 집합을 입력 받는다. 이후, 각 particle

의 값을 기 으로 DBN 내 해당 CPD를 이용하여 새로

운 값을 sampling 하여 생성한다. DBN 내의 간선의 

방향을 고려하여 이 과정을 반복하고, 끝으로 분포로 표

된 변수를 해 predicted mean과 predicted variance

를 계산한다. 생성된 값과 충분 통계량들을 기 으로 우

도(likelihood)를 계산하여 particle의 가 치로 삼는다. 

모든 particle에 해 이 과정을 수행한 후, 가 치 정규

화  resampling을 수행하면 prediction 단계가 완료

된다. 이제 새로운 측값  
을 prediction 결과에 반

하는 과정인 update를 수행한다. xk-1 와 xk , xk 와 

 
는 모두 linear Gaussian 형태를 가지므로, Kalman 

filter에서 쓰이는 update 규칙을 exact inference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의 과정을 의사코드로 나타낸 과정이 

그림 9에 소개되어 있다.

3.4 모델 학습

상기 DBN 모델은 이산변수와 연속변수가 함께 포함된 

베이지안망인 하이 리드 베이지안망(hybrid Bayesian 

network)이다. 하이 리드 베이지안망에서 exact infer-

ence를 수행하려고 할 경우, message passing 과정에

그림 9 한 time step에 한 RBPF 의사코드. PF와 마

찬가지로 prediction과 update의 두 단계로 이루

어져 있으며, 치에 한 exact inference가 포

함되어 있다.

Gaussian mixture 꼴이 나타날 수 있는데, 흔히 이 

message는 하나의 단일 canonical potential 형태를 가

져야 한다. Message의 형태를 축소시키는 과정 (mixture 

collapsing)이 포함될 경우 근사오류(approximation error)

가 나타나게 되며, 추론이 비정상 으로 작동하게 하는 

원인이 되곤 한다[11].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서 모델을 두 부분으

로 나 어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와 

EM(Expectation-Maximization)[11,17]을 각각 학습에 

사용하 다. MLE는 주로 측 변수로 이루어진 베이지

안망 학습에 이용되며 EM은 은닉변수가 있는 베이지안

망 학습에 이용된다. EM 알고리즘의 략 인 차를 

설명하자면, 측값만을 이용해 은닉변수에 해 추론을 

한 후(expectation step), 추론 결과와 측값을 모두 

이용하여 우도가 최 가 되도록 모델의 라미터를 결

정하는 과정(maximization step)을 수렴할 때까지 반복

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EM 학습 과정에서 expectation 

step을 해 사용한 exact inference 방법은 junction 

tree 알고리즘이다.

상기 모델의 학습에는 피험자가 부여한 추가 인 정

보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주요 장소  주요 경로는 피

험자가 알고 있으므로 수집과정을 거친 후 이블을 붙

이는 것이 가능하며, 학습과정에 한하여 gk, tk 를 측변

수로 변경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tk 를 기 으로 모델

의 쪽 부분은 모두 측변수만으로 이루어진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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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망이 되므로, MLE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으며, 모델

의 아래쪽 부분은 EM을 통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tk를 기 으로 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은 d-sepa-

ration 되므로 별도로 학습 후 합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사람이 이블을 매 단 시간마다 붙이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므로, 이  시 에서 재 시 으로의 이 

확률(transition probability)에 한 이블은 분명하지 

않다. 일정 시계열 데이터 집합에 붙여진 이블을 어떻

게 각 시 에 용할 것인가에 한 정책에 따라 이 

확률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을 해 경로 상에 존재하는 주요 장

소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경로별 주요 장소의 빈도를 확

률로 이용하 다.      에는 이확률에 한번 

진입한 주요 경로가 바 는 것은 드물다는 지식을 반

하여 재 주요 경로가 다시 선택될 확률을 1에 가깝게 

부여하고, 각 경로와 연결된 다른 모든 경로에 균일하게 

아주 작은 확률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주요 경로에 부여하는 확률로 0.01을 사용하 다.

3.4.1 연산자원 측면에서 실시간성 분석

모바일 단말 상에서의 실시간 추론 가능여부를 분석하

기 하여, exact inference와의 연산시간과 메모리 사용

량을 비교하여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Matlab 사용, CPU: 

Intel Q9550 Quad Core (2.83GHz), Memory: 4GB 환경).

비교과정에 쓰인 exact inference 방법은 3.4 에서 

EM을 통한 학습과정에서 사용했던 junction tree 알고

리즘이며, 3.4 에서 설명한 근사오류로 인한 문제를 피

하기 해 tk 를 기 으로 모델의 아래쪽 부분만을 상

으로 측정하 다. 테스트에 사용한 측데이터로 4.1 

에서 설명할 수집 데이터 에서 GPS 값이 0이 아닌 

부분  첫 500 개를 이용하 다.

수행시간은 사용한 particle 수에 따라 선형 으로 증

가하며, 한 시  이동마다 평균 0.065  (100개), 0.357

(500개)의 연산시간을 소모하여 1  이내의 시간에 

수행이 가능하 다(그림 10(a)). 즉, 모바일 단말 상에서 

실시간 추론이 가능하다.

한, 추론과정에 쓰인 메모리 크기도 사용한 particle 

수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한다. 추론에는 직  시 의 

particle만 필요하므로 메모리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평균 5.227 MB 소모, 그림 10(b)). 역시 모바일 

단말 상에서 충분히 작동할만한 수 이다.

4. 실험 결과

4.1 데이터 수집

본 실험을 하여, 인터뷰를 통해 일상생활 패턴에 지

하철 이용이 거의 없는 사람 에서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실험참여자(남자 학부생)를 선정하여, 64일 동안

           (a)

          (b)

그림 10 추론에 사용한 시계열 길이를 기 으로 한 (a) 

추론과정에 걸린 소요시간, (b) 추론과정에 쓰

인 메모리 사용량

GPS, 가속도 센서, 행동 인지기 데이터를 1  간격으로 

수집하도록 하 다. 극심한 배터리 소모와 Action Logger

의 부분 인 오작동으로 인해 64일 5,529,600   31.8%

에 해당하는 총 1,759,435 의 로그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GPS로부터 개인화 된 주요 장소  주요 경

로 추출을 해, 3.1 에서 소개한 방법을 이용하여 6 

개의 주요장소  22개의 방향이 있는 주요 경로를 얻

었다. 이 에서 매우 가까이 치한 복된 장소들을 

통합하고, 복되는 경로  주요 장소 근처를 맴도는 

경로들을 제거하여 4개의 주요 장소와 9개의 경로를 얻

었으며, 최종 으로 이것을 이용한다(그림 11).4)

수집된 로그  학습에 사용할 부분은 실제로 주요 

장소 사이를 오가는 부분만 고려하면 되므로, 주요장소

에 도달하거나 GPS 신호가 0이 되는 값을 기 으로 자

르되, 300  이상인 궤 (trajectory)들을 추출하 다.

가끔씩 GPS 신호가 일시 으로 끊기는 경우를 고려

하여 보정한 다음, 장소에 도착한 후 지속 으로 GPS가

4) 주요 장소의 총 개수와 주요 경로의 총 개수에 따라 DBN 내의 CPD에

서 표 해야 하는 라미터의 수가 지수함수 으로 증가하게 된다. 실제

로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외로 그 수가 크지 않지만, 사용자에 따

라서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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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테스트 실시간 입력 데이터(화요일 밤) (b) 추론된 주요 장소(집)으로 향할 확률

      

(c) 경로 이동 진행에 따른 이동경로 2, 4, 8 이용 확률

그림 12 경로진행 정도에 따른 장소/경로 이용 확률 변화

(a)

(b)

그림 11 (a) 피험자의 주요장소(4개), (b) 이동경로(9개). 

실선은 경로를 표시, 붉은 선은 경로의 방향을 

나타냄

변하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고 기타 합하지 않은 궤

들을 제거한 결과, 총 66개의 궤 을 얻었다. 여기에 각 

시 마다 련된 속력, 행동인지기 측값, 요일, 시간 

정보를 덧붙여 학습 데이터 집합(총 379,060 , 평균 

5743.33 )를 구축하 다.

4.2 실시간 측 결과

4.1 에서 수집한 학습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3 에

서 구축한 모델을 학습하고, 주요장소  이용경로에 

한 실시간 측을 수행하 다.

하나의 제로써, 그림 12는 화요일 밤에 직장(학교)에

서 집으로 귀가하는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그림 12(a)는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며 수집한 센서 데이터에서 치정

보에 한 궤 을 도시한 것으로,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

다. 이 입력 데이터를 1 마다 순서 로 모델에 입력하

을 때, (b)와 (c)는 각각 해당 시 까지의 입력 데이터

에 따라 추론된 주요 장소별 주요 경로별 이용확률이며, 

경로이동 진행도가 0에서 100이 됨에 따라 직장에서 집

까지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이동의 기에는 귀가길에 

있는 다른 주요장소로 가는지 집으로 가는지 분명치 않

아 집으로 향할 확률이 다소 떨어졌다가, 진행도가 20%

가 넘어선 이후는 집으로 향할 확률이 거의 1에 도달하

음을 볼 수 있다. 한, 이용경로는 기에 변동이 심

한 상태에서 8번이 주로 사용되다가 진행도가 20%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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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경로이동 진행에 따른 주요장소 측 정확도. 가장 

큰 확률의 주요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정확도가 상

승한다. 시간정보는 경로이동 진행도가 낮은 상황

에서도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

어선 이후에는 사실상 같은 경로인 2번과 4번 경로가 주

로 사용되고 있다(그림 11의 경로 그림을 비교해보라). 

즉, 실제 상황을 잘 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와 마찬가지로, 학습에 사용했던 66개 학습 데

이터를 각각 매  순차 으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되도록 

하고, RBPF를 통해 티클 수를 100 개로 하여 다음 방

문할 주요 장소를 측하 다. 각 학습데이터의 길이가 

다르므로, 경로이동 진행도를 기 으로 하여 다음 방문

할 주요 장소의 평균 측 정확도를 구하 다(그림 13).

목 지에 가까워질수록 정확도가 상승하며, 요일  

시간  정보가 경로이동 진행도가 작은 상태에서도 측 

정확도를 빠르게 높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를 한 확률그래  모

델의 하나인 동  베이지안망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MLE, EM을 통한 학습과 RBPF를 이용한 실시간 측

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소개하 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으로 하여  사용자가 다음에 방문할 장소와 이용할 이

동경로를 인식하게 하 다. 향후, 이 연구를 통해 개인

화와 련된 다양한 응용들이 연구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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